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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농업 대출 기금 프로그램(AGRICULTURE LOAN FUND PROGRAM) 

출범 발표  

  

뉴욕주 농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확장 및 성장을 돕기 위한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  

  

제삼자 대출 기관들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1,000만 달러 규모의 기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직업 개발청(New York Job Development 

Authority, NYJDA)이 뉴욕주의 수많은 농업 관련 중소기업 소유주들이 직면한 경제적 

장벽을 해결하고 완화하도록 돕기 위해 농업 대출 기금 프로그램(Agriculture Loan Fund 

Program)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직업 개발청(JDA)은 1,000만 달러의 

기금을 제공했으며, 이 기금을 제삼자 대출 기관들이 저금리의 대출로 운영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은 뉴욕 경제의 주요 부분으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 기금을 이용하여, 우리는 이 산업을 강화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농업 관련 기업의 

경영자들이 뉴욕에서 번창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농업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매일 뉴욕의 가정에 

식품을 공급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유주 수만 명을 도울 예정입니다. 주정부는 판매를 

늘리고 우리의 농업 관련 중소기업 소유주들이 이용할 수있는 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프로그램과 새로운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을 홍보한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농업 대출 기금 프로그램(Agriculture Loan Fund Program)을 통해, 참여한 8 곳의 대출 

기관이 자격을 갖춘 기업에 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의 금액을 대출하게 

됩니다. 자격을 갖춘 기업에는 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가공업체, 식품 유통 회사, 식품 

정보 수집 공급업체, 수제 음료 제조업체, 푸드 허브 참가업체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뉴욕주 농업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 

토지 또는 건물의 인수 및/또는 개선, 기계 및 장비 구매, 영업 자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겸 

최고경영자 및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뉴욕주 경제의 중심이며 

뉴욕 민간 부문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규 대출 프로그램은 

뉴욕의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면서 동시에 농업 관련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의 Richard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제품으로 뉴욕에서 농업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는 많은 수의 재능있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테이스트 

뉴욕(Taste NY) 마케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의 성과를 홍보하고 1,100 개가 넘는 

현지 기업의 판매를 증진시키게 되어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제 이 새로운 대출 기금을 

통해, 뉴욕주 전 지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업들은 

사업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추가 자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승인된 대출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주 전역  

· 뉴욕 비즈니스 개발 공사(New York Business Development Corporation)  

  

웨스턴 뉴욕  

· 서던 티어 엔터프라이즈 개발 단체 주식회사(Southern Tier Enterprise 

Development Organization, Inc.)  

  

핑거 레이크스  

· 패스스톤 엔터프라이즈 개발 공사(Pathstone Enterprise Development 

Corporation)  

  

서던 티어  

· 델라웨어 카운티 지역 개발 공사(Delaware County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  

· 레덱 재대출 공사(REDEC Relending Corporation)  

  

미드 허드슨  

· 허드슨 밸리 영농 개발 공사(Hudson Valley AgriBusiness Development 

Corporation)  

  



 

 

모호크 밸리  

· 모호크 밸리 재건 공사(Mohawk Valley Rehabilitation Corporation)  

  

노스 컨트리  

· 노스 컨트리 개발청(Development Authority of the North Country)  

  

신청기업은 대출기관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직업 개발청 농업 대출 프로그램(JDA 

Agriculture Loan Program)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12-803-3219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스 컨트리 개발청(Development Authority of the North Country)의 Michelle 

Capone 지역 개발 담당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스 컨트리 개발청(Development 

Authority of the North Country)은 노스 컨트리에서 농업 관련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퍼슨 카운티, 루이스 카운티,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의 산업 성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직업 개발청(JDA) 및 뉴욕주와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비즈니스 개발 공사(New York Business Development Corporation)의 Patrick 

MacKrell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농업 대출 기금(Agriculture Loan 

Fund)에 참여하여 뉴욕주에서 농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와인 

양조장, 맥주 양조장, 유통 회사 등을 비롯하여 이 사업들을 보다 잘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금에 참여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그들이 일하는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패스스톤 엔터프라이즈 센터(Pathstone Enterprise Center)의 Hubert Van Tol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저렴한 금리의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들을 저희가 도우려고 애쓰는 시기에, 이렇게 매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대출 자금을 패스스톤 엔터프라이즈 센터(Pathstone Enterprise Center)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에 감사드립니다.”  

  

서던 티어 엔터프라이즈 개발 단체(Southern Tier Enterprise Development 

Organization, STEDO)의 Richard Zink 행정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0년 

이상 서던 티어 엔터프라이즈 개발 단체 주식회사(Southern Tier Enterprise 

Development Organization, Inc.)는 웨스턴 뉴욕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 사업을 

성장시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직업 개발청 농업 관련 기업 

대출 기금(JDA Agribusiness Loan Fund)은 농업 관련 기업의 사업 확장을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서던 티어 엔터프라이즈 개발 단체(STEDO)는 이 

새로운 기금 프로그램을 계기로 직업 개발청(JDA) 및 뉴욕주와 협력관계를 맺는 기회를 

가지게 된 점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상원 농업 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의 위원장인 Patty Ritchi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근면한 농민들과 농업 관련 기업의 

소유주들은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종종 사업을 

성장시키고 농업 경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기금이 

부족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주는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 일자리 만들기와 사업 촉진, 우리 경제 

등을 향후 수세대 동안 성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려할 것입니다.”  

  

뉴욕주 농업위원회(Agriculture Committee)의 위원장인 William Mage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 관련 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은 해당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스타트업 신생 기업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농장 관련 사업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직업 개발청 농업 대출 프로그램(JDA Agriculture Loan Program)은 농업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는 뉴욕주 

농업시장부(NY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와 공동으로 새내기 농부 

보조금(New Farmer Grant Fund)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초기 단계의 새내기 

농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에 출범한 이후, 뉴욕주 전 지역에서 65 곳이 넘는 

농장에 25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또한 최근에 

두 번째 직업으로 농업에 뛰어든 퇴역군인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농장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퇴역군인 농부 보조금(New York State Veterans Farmer Grant Fund)을 

출범했습니다. 또한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의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프로그램과 뉴욕주 재배 인증(NYS Grown & Certified)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재배업체, 생산업체, 식음료 기업들을 홍보하고 이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테이스트 뉴욕(Taste NY) 프로그램은 특히 현지 생산업체가 

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며, 농장과 기업들이 더 많은 고객을 접하게 하여 

온라인 판매를 늘리고 많은 경우 사업 규모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의 중소기업부(Division of Small Business) 소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중소기업 및 기술 

개발부(Division of Small Business and Technology Development)는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가들이 성공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지도합니다. 최대 직원 수가 100 명인 중소기업들이 뉴욕주 전체 기업의 98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공하고 이행하여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금융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자본에 대한 접근, 

대체 대출 기관, 직접 대출, 재정 지원 프로그램, (2)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켜 혁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로 장려하는 훈련 및 기술 지원, (3) 기업이 유망한 신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할 수 있도록 산학 협력관계를 포함하여 정보 및 자원 획득.  

  

NYS 농업시장부(NY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소개  

농업시장부는 다양한 부서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뉴욕의 농업과 양질의 다양한 제품들을 

홍보하고 농업 환경을 개선하며 뉴욕 농업의 생존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뉴욕주에서 

공급하는 식품, 토지, 가축 등을 보호합니다. 농업시장부의 토지 및 수자원부(Land and 

Water Division)는 농지 보호, 보전 및 선행 환경관리를 통해 뉴욕주의 토지 및 수자원을 

보호하려 노력합니다.  

  

농업시장부는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를 운영하고, Taste 

NY 이니셔티브, FreshConnect, 뉴욕주 재배 인증(New York State Grown and 

Certified)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agram) 등에서 농업시장부 소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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